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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timation of VaR under Price Limi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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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stimation of the value at risk(VaR) 
when stock prices are subjected to price limits. The mixture of probability 
mass functions and beta density functions is proposed to derive the 
distribution of asset returns. The analyses of real data show that the 
proposed distribution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VaR when the price 
limits exist in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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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현대기업들은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하여 필요한 장기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자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증권을 매입함으로서 투자

와 경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증권을 통해 자금잉여주체로부터 자

금부족주체에게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거래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으로는 주식

과 채권이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한 증권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이 중 주식

은  자본 조달에 있어 기업의 장기성 산업자본을 형성하여 구히 사용할 수 있는 안

정성이 높은 자본이 된다. 이러한 자본 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주식에 대해 관심이 커

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주가의 가격 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때 형성되는 주

식가격은 순수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실제 우리 경제에 맞는 분석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에서는 급상승 현상보다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런 하락의 위험을 추정하여 관리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든 존재하며 적절한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 위험을 적절

하게 관리할 때만이 기업이나 금융기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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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것은 곧 그 기업의 존망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투

자로 인한 위험을 간단한 수치로 추정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Value at 

Risk(이하 VaR)이다. 이 VaR는 통계학을 근거로 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공

식적으로 정의하면 VaR는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expected maximum loss)”을 의미한다. VaR는 그 

위험을 수치적인 금액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 결정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1일 가격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가격 제한은 주식의 내재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문 등으로 인한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실제로 내재가치의 변화에 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발생

한 경우에도 과잉반응에 의한 불필요한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른 시장조건의 변화, 회사의 부도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에도 즉시 반 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의 가격과 정보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현재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2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1일 가격 제한과 같은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

는 미국이나 국 외 5개국에서는 대신 가격급변의 완충장치로 circuit breakers를 두

고 있다. 

현재까지의 VaR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계적 모형들을 미국의 주식시장과 같

이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률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가격제한이 있는 경우에 지금까지의 이들 모형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가격제한 제도 하에서의 

주가변동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확률분포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어 모수

적인 통계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일 가격 제한이라

는 제도 하에서 극단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VaR을 어떻게 모델링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과 새로 제안한 방법을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2절에서는 위

에서 정의한 VaR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기존연구들에 대해 간단하게 재

고찰하고, 3절에서는 가격제한이 있는 경우 VaR를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분포를 소

개하고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모수의 추론에 대해 알아본다. 4절에서는 우리나라 주

요 회사들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통하여 기존 분포와 새로운 분포의 효율성을 비교

하여 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와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해 논의한다.

2. 기존연구 재고찰

일반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척도에 향을 받지 않고 통계적으로 분석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상품의 가격보다는 수익률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시점 t (단위 일)

에서의 금융상품의 가격을 Pt이라고 하면 일별 (단순)수익률(simple return)은 

R S
t = (Pt−Pt− 1 )/Pt− 1로 정의된다. 그러나 R

S
t 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RS
t 의 구간이 -1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R

S
t 의 분포를 유도하기 쉽지 않

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성질을 유도하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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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로그수익률 R L
t =  log ( )Pt/Pt− 1 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R

L
t   들은 독립

이고 동일한 정규분포 또는 t-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정규분포의 경우 VaR 계산이 간단하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 예를 들어,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분포상의 꼬리가 두터워져 위험이 증가하는 

징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p기간 동안의 로그수익률에 관심이 있는 경우, 

 log (Pt/Pt − p ) = Rt + + Rt − p + 1와 같이 여러 개의 단기 수익률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어 특별한 이상점이 없는 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인 수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발생할 위험을 미리 대비해

야 하는데 정규분포의 경우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미흡할 수도 있다. 또한  

Zangari(1996)이나 Li(1999) 등의 분석에 의하면 수익률의 분포 꼬리부분이 두텁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t-분포가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Fama(1965)와 Sharpe(1970) 등은 기존 수익률 분포에 대한 연구에서 일별 수익률의 

분포가 오른쪽보다 왼쪽꼬리에 더 많은 관측치가 존재하며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보 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편차는 비대칭 상황에서 설명력이 떨어지고 

수익률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만든다. 비대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한값분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Neftci(2000)에 의한 실증분석에서 정규분포보

다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동일한 분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 

ARCH나 GARCH 등의 이분산모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분포

들은 대부분 정규분포나 t-분포와 같이 대칭인 형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비대칭적 상

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익률의 분포가 특정분포를 따른다고 제한하지 않고 단지 경

험적 분포함수(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VaR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포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으며 수익률의 분포가 

기울어져 있거나 꼬리부분이 두터운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분포를 가정했을 때는 적은 수의 모수로 전체적인 분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경험적 분포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여 필요할 때에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자료가 추가 되는 경우 전

체 분포를 갱신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가격제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가격제

한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Hodrick and Srivastava(1987)와 McCurdy and 

Morgan(1987)은 가격제한에 관련된 분석에서 가격제한선에 도달한 값을 제한선에 의

해 제한된 값이 아닌 관측값으로 취급(ignoring price limits, 이하 IPL)하거나 분석에

서 제외(deleting price limits, 이하 DPL)시켰는데, Wei and Chiang(1997)이 1997에서 

1979 사이 일본의 엔화 선물에 대한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IPL인 경우 5.7% DPL

인 경우 14.3%정도 과소추정되었으며 이 방법은 많은 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Kodres(1988, 1993)는 두 연구에서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격

제한에 대한 중요한 처리방법을 제안하 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가격제한을 중간절단

변수(censored variables)로 취급하 다. 이 후 중간절단 형태는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

어 왔으며 국내 연구로는 이상빈, 김과정(1996), 박 규, 최대우, 최 수(1997), 유진

(2001) 등이 있으나 대부분 정규분포를 근거를 두고 있다.

위에 연구들을 보면 가격제한이 있는 상황에서의 수익률과 관련된 분석은 중간절단

함수이면서 비대칭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포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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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할 수 있다.

3. 제안 모형 

3.1 VaR의 정의

위험(Risk)이란 미래의 수익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에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외부의 여러 상황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상황을 말한다. 더욱이 현재 금융시장

의 자율화, 세계화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이제는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지 않

고서는 통합된 세계화 시장에서 융통성 있게 위험을 대비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융기

관 입장에서의 위험은 일차적으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들 수 있으며, 시장위험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며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전통적인 위험측정치인 베타, 듀

레이션, 볼록성, 표준편차, Greeks, 위기검증 등의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측정치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VaR이 선호되는 이유는 과거의 위험측정치들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VaR 시스템은 시장위험을 계량화 할 수 있어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VaR을 이용한 위험관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개

발 시스템을 판매하기도 한다.  

머릿말에서 언급한 VaR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VaR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과 목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두 값은 각 기관마다 임의로 기업의 특성을 고

려하여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은행들은 신뢰수준을 95%∼99%로 선택
하게 되는데 Bankers Trust은행은 99%수준, Citibank는 94.5%, J.P.Morgan사는 95%

수준, Chemical and Chase은행과 Bank of America은 97%의 신뢰수준을 사용하고 있

다. 목표기간은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큰데 채권과 같이 수익률의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이 큰 편이고, 주식이나 외환과 같이 변화가 심한 경우 보유기간

이 짧은 경향이 있다. 참고로 J. P. Morgan의 RiskMetrics에서는 95% 신뢰수준에 1

일 보유기간을 사용하고 바젤위원회에서는 99% 신뢰수준에 10일 보유기간을 사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일 가격제한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대신 개별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일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VaR의 분포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춘다. 신뢰수준이 100(1 − α)%에서의 VaR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말 기준의 

주식가치 또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 도함수 f를 구하고 이 도함수를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가치 R *를 찾아야 한다.

−∞
R*

f (u)du = 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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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VaR은 α 에 해당하는 분위수(quantile)를 추정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문제는 확률

도함수 f  를 어떻게 가정하고 함수에 포함된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이다. 

3.2 제안분포

자연적 또는 사회적 현상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 또는 

현상에서 관측된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분석결과의 많은 부분은 이런 특성에 맞지 않는 분포나 모

형을 기초로 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격제한과 같이 관찰 자료의 값이 강제적으로 정해 놓은 임의의 구간 

[ l,  u ] 에서만 관측되도록 만든 구조를 가지는 현상에 대한 확률분포를 유도하고자 한

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로그)수익률 분포는 오른쪽보다 왼쪽꼬리에 더 많은 관측치

가 존재하며 VaR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분포에서 왼쪽부분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측된 자료가 임의의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특정구간에

서만 값을 가지도록 만든 가격제한 모형은 각 끝점에서 질량을 가지고 사이에서는 

도를 가지는 중도절단분포(censored distribution)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확률변수 X

를 가격제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익률이라고 하고 가격제한의 제약이 주어진 경우의 

수익률을 R 라고 하면 R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




l,         X≤l
X,         l < X< u
u,         X≥u.

가격제한 상황에서 R 가 l 과 u 에서 가질 확률은 각각 L = P (R = l ) = P (X≤l )과 

U = P (R = u ) = P (X≥u ) 이 된다. 문제는 가격제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X 의 분포

가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에 의해 보 던 것처럼 꼬리부분이 두터우면서 비대칭적

이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도하더라도 가격제한에 의해 발생한 확률 

L 과 U 의 추정값이 실제자료에서 하한값이나 상한값에 있는 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가격제한에 도달한 비율을 

먼저 구하고 구간 (l, u )사이에서의 분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함수 I (a )는 a

가 참이면 값이 1이고 거짓이면 0인 지시함수라고 하고 g를 임의의 도함수라고 했

을 때, R  의 확률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산형과 연속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분포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f (r ) = LI (r = l ) + UI (r = u ) + (1 − L − U)g (r )I (l < r < u ) .

베타분포는 두 형태모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한된 

구간에서의 임의의 확률 도함수는 베타 도함수의 혼합형(mixture of beta densities)

을 이용하여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함수 g 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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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다음과 베타 도함수의 혼합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g (r) = Σ
i = 1

p

wiB (r ; αi, i ) (3.1)

여기서 wi≥0, Σ
i = 1

p

wi = 1이고 모수 α > 0,  > 0에 대해 

B (x;a, b ) =





Γ(α + )
Γ(α )Γ( )

(x− L)α− 1(U− x ) − 1

(U− L)α+ − 1
, x (L,U )

0 , x (L,U )
 

이렇게 가정했을 때, 추정해야할 모수가 θ = ( L , U ,w2 , ,wp ,α1, ,αp , 1 , p )

인데 p가 큰 경우 도함수 g 에 대한 섬세한 추정 도함수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3p + 1개나 되는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모수 σ > 0 에 대해 도함수 g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것이다.

g (r) = Σ
i = 1

p

wiB (r ; iσ, (p + 1 − i )σ ) (3.2)

이렇게 가정하면 추정할 모수가 ( L, U,w2, ,wp,σ )로 p + 2로 줄어들지만 다양한 

형태의 도함수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 w1 , ,wp )  중 하나만이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면 p개의 베타 도함수 중 가장 적합력이 뛰어난 베타 도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되어 실제로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 L , U ,σ )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분포를 가정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

났다.

f (r) = LI (r = l ) + UI (r = u ) + (1 − L − U)B (r ; α, ) (3.3)

3.3 추정 방법 

식 (3.1) 또는 (3.2)을 가정할 경우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고 가중치 w 에 대한 

제약 조건 때문에 단순히 Newton-Raphson 방법과 같은 수치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해

서 추정량을 구하기 어렵다. 이 같은 모형에서는 simulated-annealing과 같은 방법을 

확률적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또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MCMC 방법을 사용한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여 추론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규분포와 같이 모수의 수가 많지 않은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식 (3.3)을 가격

제한에 대한 분포로 가정하고 모수에 대한 추론과 실제자료를 이용한 분석비교를 하

고자 한다. 

중간절단된 확률변수 R1,  R2,  ,Rn는 독립이고 관측값 r1 , r2 , , rn  이 주었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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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값과 상한값에 도달한 개수를 nL = Σ
i = 1

n

I (ri = l )과 nU = Σ
i = 1

n

I (ri = u ) 라고 하면 식 

(3.3) 가정 하에서의 모수 θ = ( L , U ,α ,  )에 대한 로그가능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l (θ;r ) = nL log ( L ) + nU log ( U)

                                                             + (n− nL − nU ) log (1 − L − U) + Σ
i A

B (ri;α, )
(3.4)

여기서 집합 A 는 ri 가 (l, u )안에 있는 n− nL − nU개의 자료를 의미한다. 최대가능도

추정법에 의한 모수 L과 U의 추정량은 각각 ˆ L =
1
n Σ

i = 1

n

I (ri = l ) =
nL

n
 과 

ˆ U =
1
n Σ

i = 1

n

I (ri = u ) =
nU

n
 가 되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모수 α와 의 최대가능도추

정량은 (l, u )구간에서만 관측된 r들만을 이용하여 아래의 최대가능도 방정식을 만족

하는 α̂ 과  ̂를 수치해석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ψ (α ) − ψ (α + ) =
1

n − nL − nU
Σ
i A

 log 








ri − l

u − l

ψ ( ) − ψ (α + ) =
1

n− nL − nU
Σ
i A

 log 








u− ri

u− l

여기서 ψ 는 digamma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최대가능도추정량 

θ̂ =  ( ̂  L,  ̂  U,  α̂,  ̂  ) 의 점근적 성질에 대해서는 Johnson, Kotz, and Kemp(1992)의 11

장과 Johnson, Kotz, and Balakrishnan (1995)의 2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뢰구간 100 ( 1 − α ) %의 VaR를 구하고자 한다면 분포의 왼쪽 꼬리부터 시작하여 

α %에 해당하는 분위수 값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하한값과 상한값에 도달한 비율 ˆ L

과 ˆ U 를 구한 후, 베타분포 g (x )에서 나머지 (α − ˆ L )/ (1 − ˆ L − ˆ U )에 해당하는 

분위수 값을 구한다. 수익률로 RS을 사용한 경우 해당 분위수를 qS
α 라고 하고 현재 

투자액을 W라고 하면 VaR은 W  q S
α 가 되고 R

L을 사용한 경우 분위수를 q L
α   이라고 

하면 W( exp ( q L
α  ) −  1 ) 이 된다.

제 4 장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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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장치는 주식의 급격한 오르내림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 등을 막기 위해 

정한 하루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최고한도(상한가)와 최저한가(하한가)의 폭을 의

미하며 기준은 전일 종가이다. KOSPI와 KOSDAQ은 각각 15%와 12%로 가격제한폭

이 있으며 이는 전일 종가의 가격 제한폭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KOSPI

의 RS 와 R L은 각각 [-0.15, 0.15]와 [-0.163, 0.139] 그리고 KOSDAQ은 [-0.12, 0.12]

와 [-0.138, 0.113]에서만 값을 가지고 진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대한 상한가와 하한

가는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10200원인 경우 15%는 10200 0.15가 되어 

1530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끝자리를 자르고 1500원만 계산하여 상한가는 11500

원(14.7%상승)이 된다. 이렇게 끝자리를 자르는 경우는 가격대별로 호가단위에 따라 

다른데 1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호가단위가 100원씩, 5000원에서 9950원까지는 50원

씩이고 5000원 미만은 10원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l이나 u는 아니지만 하한값이나 상한값으로 분류된 자료

를 이용하여 ˆ L과 ˆ U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자료를 이용하여 구간  (l, u ) 에서의 베

타분포를 추정해야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KOSPI와 KOSDAQ에 등록된 기업 중 극값이 존재하지 않은 기업

과 극값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2002년 9월 18일부터 2004년 9월 30

일까지 501일간의 종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주식의 감자나 증자에 의한 급격한 

가격변동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정규분포를 가정한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분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 다. 

<표4.1> 단순수익률에 대한 VaR 추정과 비율

신뢰수준 95% 97% 99%

분포 정규 중간절단 정규 중간절단 정규 중간절단

삼성전자

(15%,0,0)

VaR(%) -3.84 -3.88 -4.41 -4.42 -5.47 -5.42

비율 .044 .044 .034 .034 .018 .018

CV .050 .046 .034 .034 .018 .018

국민은행

(15%,0,0)

VaR(%) -4.56 -4.59 -5.21 -5.20 -6.45 -6.33

비율 .048 .048 .026 .026 .016 .016

CV .054 .054 .030 .030 .016 .016

안철수연구소

(12%,1,5)

VaR(%) -5.70 -5.79 -6.45 -6.51 -8.02 -7.82

비율 .046 .040 .026 .024 .006 .006

CV .050 .050 .026 .026 .008 .010

LG카드

(15%,19,17)

VaR(%) -12.12 -13.88 -13.77 -15.00 -16.87 -15.00

비율 .084 .070 .070 .038 .000 .038

CV .086 .070 .070 .048 .032 .038

하이닉스

(15%,5,15)

VaR(%) -8.95 -9.63 -10.26 -10.82 -12.72 -15.00

비율 .034 .024 .024 .022 .018 .010

CV .036 .028 .024 .024 .018 .016

코리아텐터

(12%,11,25)

VaR(%) -9.12 -9.63 -10.41 -10.76 -12.86 -12.00

비율 .054 .050 .038 .030 .000 .022

CV .054 .048 .042 .034 .000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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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로그수익률에 대한 VaR 추정과 비율

신뢰수준 95% 97% 99%

분포 정규 중간절단 정규 중간절단 정규 중간절단

삼성전자

(15%,0,0)

VaR(%) -3.80 -3.86 -4.34 -4.40 -5.36 -5.39

비율 .044 .044 .034 .034 .018 .018

CV .050 .046 .036 .034 .018 .018

국민은행

(15%,0,0)

VaR(%) -4.50 -4.56 -5.12 -5.17 -6.28 -6.28

비율 .050 .048 .028 .026 .016 .016

CV .054 .054 .032 .030 .016 .016

안철수연구소

(12%,1,5)

VaR(%) -5.54 -5.74 -6.29 -6.45 -7.71 -7.74

비율 .050 .046 .028 .026 .006 .006

CV .052 .050 .030 .028 .010 .012

LG카드

(15%,19,17)

VaR(%) -11.73 -13.81 -13.19 -15.00 -15.86 -15.00

비율 .086 .070 .074 .038 .000 .038

CV .088 .070 .076 .052 .036 .038

하이닉스

(15%,5,15)

VaR(%) -8.61 -9.53 -9.79 -10.70 -11.96 -15.00

비율 .040 .024 .024 .024 .020 .010

CV .040 .028 .026 .024 .020 .016

코리아텐더

(12%,11,25)

VaR(%) -8.83 -9.57 -9.99 -10.70 -12.16 -12.00

비율 .054 .048 .046 .034 .000 .022

CV .056 .048 .044 .036 .002 .022

 

<표4.1>은 단순수익률을 <표4.2>는 로그수익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신뢰

수준 95%, 97%, 99%에서의 VaR를 계산하 으며 500개의 수익률 중 계산된 VaR보

다 작은 값을 가지는 수익률의 비율을 계산하 다. 또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500개의 수익률을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방법을 

이용하여 VaR의 타당성을  확인하 는데, 450개의 훈련자료(training data)로 VaR를 

계산하고 나머지 50개의 수익률 검증자료(test data)에서 VaR보다 작은 개수를 구하

는 작업을 10번 반복했을 때, 전체에서 VaR보다 작은 수익률의 비율을 CV란에 추가

하 다. 기업명의 아래에 있는 괄호의 값은 각각 변동제한폭, 하한값의수, 상한값의 

수를 나타낸다. 

<표4.1>과 <표4.2>를 보면 삼성전자나 국민은행과 같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본

금이 크며, 기업 내용이 우량한 기업의 경우 상한이나 하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안정

적인 형태를 가지며 있어 정규분포로도 설명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된 

분포의 결과도 정규분포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연구소와 같이 

적은 수의 상한 또는 하한값을 가지는 기업 또한 정규분포와 제안된 분포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설명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G카드, 하이닉스 반도체, 

코리아텐더와 같이 상한과 하한의 값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이다. <표4.1>과 <표4.2>

에서 위의 세 기업의 경우 VaR값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아래의 세 기업은 정규분포

를 가정한 경우, 모든 신뢰구간에 대해 계산된 VaR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어

떤 수익률을 도구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VaR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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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해 제안된 분포를 사용한 경우 단순수익률과 로그수익률의 차이가 상대적

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LG카드(99%)와 코리아텐더(99%)에서의 VaR를 보

면 가격제한에 의해 발생할 수 없는 수익률이 정규분포에서 계산이 되었으며 해당 비

율이 0인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에서 상한 또는 하한값을 갖는 경우 경

험적 분포함수를 이용한 실제분포의 값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의 

표들을 보면 정규분포보다는 제안된 분포가 실제분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분포를 이용한 VaR 계산은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정규분포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규분포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에서는 주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1일 가격 제한’이라는 

제약 하에서의 VaR를 추정하기 위한 분포를 제안하 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주가

가 관측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측된 자료가 임의의 구간을 벗어날 경우, 강제적으로 

특정구간에서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분포는 상한과 하한값에서 확률을 

가지고 구간 내에서 모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베타 분포로 가정하 다. 실

증분석 결과, 극값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분포에 맞게 추정되어 효과적인 분포

임을 확인하 다. 보다 정확한 VaR를 계산하기 위해 모수추정과 실증분석에서 사용

된 분포 외에 식 (3.1)과 (3.2)의 분포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분포에 

대해서는 최대가능도추정법 뿐만 아니라 MCMC 방법을 이용한 Bayesian 방법을 사

용하여 수익률 분포를 추정해보고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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